
ALMA & JCMT 토론 
일시 : 2018.8.16. 16:40-17:30

진행 : 김종수 & 여아란 (한국천문연구원)
기록 : 박종호 (서울대학교)

김종수 : 발표자들은 학회에서처럼 발표한다. 사용자회의는 ALMA 혹은 JCMT를 이용할 때 
불편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주시는 데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했다. 이 자리에서라도 허심탄회하
게 말씀해 달라.

김종수 : 심현진 교수님이 서버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공해드
릴 수 있다. 알마 데이터도 사이즈가 최근에 커져서 리덕션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한
테 연락해 달라. 데이터는 카시 서버에 두고 원격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다.

황지혜 : 천문연에서 Star Link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
다.

김종수 : 네. Star Link가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려드릴 수 있다.

민영철 : 알마와 JCMT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다. 알마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때마
다 acknowledgement에 KASI 이름이 꼭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
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분들도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설비이니 만큼 많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한다. 여아란 박사님이 발표하실 때 KIAS에서 했던 Town meeting에서는 거의 
사람이 없던데 왜 꼭 거기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

여아란 : 그래도 꼭 프로포절이 두 개 정도씩은 나오고 있다.

김종수 : Town meeting을 cycle 2부터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알마 capability가 그렇게 많
이 바뀌고 있지 않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좀 줄어든 경향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포
맷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최근의 성공 사례는 서울대에서 알마 특강을 개설하
시고, 학생들이 프로포절을 내는 수업을 하고 계신다.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proposal 
busy week를 데드라인 2, 3주 전에 개설해서 프로포절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
다. 주로 학생들 및 포닥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정은 : 경희대에서도 전파천문학 수업을 열어서 프로포절을 써서 제출하면 A학점을 줬다. 
하지만 교수 한 명에 학생이 8명씩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만약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
다.

김종수 : 알마의 경우에는 이번에 50편 가량의 프로포절이 나왔는데, 대부분 전파 분야에서 
나왔다. 광학 혹은 IR 쪽에서도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다. 그래서 busy 



week를 마련한다면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런 것을 하면 사
람들이 많이 올까?

이재준 : 제가 광학 천문학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존의 IGRINS 사용자 혹은 우리은
하 연구를 하시던 분들은 원래부터 알마에 관심이 많으셨다.

황호성 : KIAS에서 항상 town meeting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람들이 항상 idea는 많
지만 진입 장벽이 확실히 있다. 이것을 town hall meeting 한 번 혹은 이메일로 주고받은 의
견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합숙을 하면서 busy week에서 준비를 하면 굉장히 효과
적일 것 같다. 기본적으로 다들 관심은 많지만 진입장벽 때문에 이를 같이 해결하는 데 도움
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김종수 : 알마 같은 경우에는 large program (LP) 도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활동이 
없다. 이를 활성화 시키려면 역시 busy week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계획은 알마 그룹 
내에서 더 토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정은 : 학생들이 천문연에 계시는 박사님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런데 busy week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황호성 : 저희가 KIAS에서 시도한 새로운 포맷의 워크샵은 No talk, just workshop 이다. 
그래서 같이 일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 주제나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포맷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김효선 : 대만에 있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은 알마 Moc 리뷰였다. 데드라인 한 
달 전쯤에 미리 Moc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리뷰를 받는 것이었다. 많은 도움
이 됐다. Busy week도 괜찮아 보이지만 너무 free하다 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래서 Moc 프로포절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사람들이 미리 프로포절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
이 된다.

김종수 : 근데 한 달 전에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움직일 것 같고, 처음에는 busy week
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식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잘 되면 Moc 리뷰도 도입하는 것
이 좋겠다. 의견 감사드린다.

권우진 : 지금까지는 알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다. JCM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알마
에는 저희가 운영, 기기개발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근데 JCMT는 운영은 다른 데 맡
기고 돈만 주고 나머지 약간의 서포트만 하고 있다. 우리도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을 몇 달 동안 파견을 보낸다든지,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
면 제 BISTRO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힘들다.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것을 쓰는 수준이다. 그래서 더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좋아 보인다.

김종수 : EAO 혹은 JCMT 측에서는 사람들이 하와이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 많은 전문가



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관심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방문 가능할 
것 같다.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JCMT 운영비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엔지니어 혹은 supporting scientist를 파견하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가 나왔다. 자원자가 있
다면 저한테 언제나 이야기해주세요. 그런데 연구원 일도 있고, 업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면 
좋은 지원자를 찾기가 어렵더라. 학생 파견의 경우에는 JCMT 측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숙소도 지원해준다고 들었다. 그래서 관심 있다면 더 쉽게 가능할 것 같다.

강현우 : 사용자회의에서 학생들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연락하면 되는지 등을 말씀해주시면 사용자회의에서 공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러한 발표들도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김종수 : 일단 사람 뽑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만간 전파 천문학 분야로 사람을 
한 명 뽑으려고 한다. 좋은 candidate이 있다면 지원을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전
파 분야로 한 명 뽑으려고 한다. 전파 본부에는 앞으로 정년 퇴임을 하실 분들이 계신다. 수 
년 내에 퇴임하실 예정. 필요한 조건은 연구를 잘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으신 분. 서울대에서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이 현재 KV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또 서울대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가 엔지니어링 혹은 소프트
웨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역량을 길러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다.

변도영 : 항상 EAO가 JCMT 운영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새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최근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김종수 : EAO는 현재 JCMT를 운영하고 있다. 분담금이 모두 JCMT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운영은 2015년부터 5년간 운영하기로 하와이 대학과 합의가 되었다. 하와이에서 열렸던 EAO 
회의에서 5년 운영을 연장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결정을 못내렸지만, 다음에 서울대에서 열
렸던 회의에서는 연장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이 JCMT 운영에는 분담금을 못 
내겠다, 하지만 수바로 운영에 다른 기관에서 분담금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났다. 정리하자면, 아직까지는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실한 방안은 결정
된 게 없다. 운영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시 보드를 설득해서 운영비를 확충하는 것인데, 
후자는 힘들 것 같다. 아직 논의 중이다.

여아란 : JCMT에 galactic science는 적극적이지만 extra galactic science는 그렇지 않다. 
LP운영을 하면 이점이 많다. 아직 IDEA도 없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
겠지만, 일단 리덕션 먼저 해보겠다 뛰어들고 데이터를 만져보면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다. 여기 계신 학생, 포닥분들도 고려해보시라. 이 LP를 기반으로 알마로 가는 프로젝
트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마치겠다.


